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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온라인  모바일의 발 에 힘입어 개인 혹은 기업의 홈페이지  웹 콘텐츠(Web-Contents)를 리하기 해 

CMS(Contents Management System)  WCMS(Web Contents Management System)를 도입하는 사례가 꾸 히 증가하

고 있다. 이에 따라, GUI(Grapic User Interface) 기반의 WCMS를 설계하고 좀더 간소한 차로 콘텐츠를 수정하고 

확인 할 수 있는 WCMS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WCMS에 기반을 둔 웹 콘텐츠를 사용자 정의에 의해 재구성하여 GUI 기반으로 좀더 효율 이고 

편리하게 수정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하고 단순화한 로직을 구성하는 연구를 통하여 직 이고 편리한 웹 콘

텐츠 리 방법에 해 연구하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WCMS 기반의 웹 콘텐츠 수정  편집시스템은 사용자로 하여  기존의 웹 

콘텐츠 수정 처리 시스템에 비해 속도 개선  사용의 편의성 등이 뛰어나 웹 콘텐츠 수정  편집방법으로 리 활

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Due to the development of the online and mobile, cases of introducing CMS(Contents Management System) and WCMS(Web Contents 

Management System) to manage Web-Contents of individual and company’s homepage are continuously increasing. In this paper, it is 

necessary to develop WCMS that can establish GUI(Graphic User Interface) based WCMS and edit contents using more concise procedures. 

In this paper, by reconfiguring WCMS-based Web contents using user-definition, we designed the system that can effectively and 

conveniently edit web contents as GUI-based. Also, we studied the intuitive and convenient web-contents management methods through 

researches using simplified logic. 

Therefore, proposed WCMS based Web-contents editing system allows the users to edit and modify  the web contents much more quickly 

and conveniently compared to the existing web-contents editing system.  

키워드 

WCMS, GUI, 웹 콘텐츠, PHP

Key word

WCMS, GUI, Web-Contents, PHP

Open Access  http://dx.doi.org/10.6109/jkiice.2013.17.4.857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 Ⓒ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제17권 제4호

858

Ⅰ. 서  론

 

웹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를 이용하는 빈도수가 

다양한 모바일 환경과 함께 속도로 성장하고 최근

들어 기업 는 조직이 웹 기반 하에서 CMS(Contents 

Management System)[1-5]를 이용하여 콘텐츠를 직  생

산하고 수정하는 형태의 방식을 도입하여 이용하는 경

향으로 바 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목 을 갖는

다. 첫째, WCMS(Web Contents Management System)[6-9]

에 기반한 웹 콘텐츠를 쉽게 수정하고 편집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때, 문서를 변환하기 한 스크립트 방식을 

벗어나 웹 편집기를 이용하여 손쉽게 편집과 수정하도

록 하여 근성을 보다 유연하게 하 다. 둘째로는, 

GUI(Graphic  User Interface)[10,11]에 기반을 둔 콘텐츠 

리 시스템을 구 하는 것이다. 기존의 웹 편집 수정방

식을 GUI 방식으로 변경한다.

이를 통하여 본 논문에서는 WCMS에 기반한 웹 콘텐

츠를 사용자 정의에 의해 재구성하여 GUI 기반으로 좀 

더 효율 이고 편리하게 수정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

계하고 단순화한 로직을 구성하는 연구를 통하여 직

이고 편리한 웹 콘텐츠 수정에 한 방법  기술을 제

공하 다.

Ⅱ. 련연구

2.1. WCMS 

WCMS[1]는 웹 서비스용 콘텐츠와 일반 기업내의 콘

텐츠로 구분할 수 있는데, 웹 서비스용 콘텐츠에 한 

리는 별도로 WCMS라 부르기도 하며, 이는 콘텐츠의 최

종 모습이 인터넷 사이트 혹은 웹 페이지라 규정하고 인

터넷을 통해 콘텐츠를 생산, 리하는 것이다.

CMS는 규모가 작은 사이트에서 큰 규모의 사이트를 

리하기 한 툴이지만 규모가 클수록 그 비용의 부담

이 과되기 때문에 비용 감과 효율 인 리를 하

여 WCMS가 개발되고 발 되어가고 있는 이다.

특히, 사이트 리자는 콘텐츠를 만들고 자유롭게 게

시 을 생성 리 할 수 있고 다양한 어 리 이션을 탑

재해 손쉽게 사이트를 리 운 할 수 있다는 장 을 가

지고 있다. 본 연구는 종합 인 기능을 부여한 WCMS를 

이용하여 쉽게 콘텐츠를 리할 수 있는 기능개선에 역

을 두어 새로운 로직을 설계하 으며 이러한 방식의 

채택으로 웹 콘텐츠를 처리하는 성능의 향상을 기 할 

수 있게 되었다.

2.2. GUI 웹 기반 리 시스템 

최근 기술 동향은 시스템 리자가 시스템 운  시 웹 

기반에서 체 시스템을 리하기 바라는데 수정과 편

집을 할 때 로그램이 정해진 로 이동단계를 따라서 

움직여야 한다는 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WCMS 체 시스템을 리하는데 웹상에서 쉽게 리 

될 수 있도록 사용자 입장에서 클릭 수를 여 GUI 기반

의 WCMS 시스템을 설계  구 하 다[1].  

Ⅲ. WCMS 기반 웹 콘텐츠 

편집 시스템

본 장에서는 GUI 환경에서 WCMS에 기반하여 쉽게 

웹 콘텐츠를 편집  리하는 시스템을 설계  구 한 

내용을 기술한다. 

3.1. 시스템 설계 요구 사항

WCMS기반 웹 콘텐츠 편집 시스템은 리자 권한에

서 간단한 로직으로 마우스 클릭을 최소화하여 수정하

고 완료와 동시에 사용자가 직 으로 확인 할 수 있어

야 한다. 

3.2. WCMS 기반 웹 콘텐츠 수정  편집시스템 

본 연구는 사용자 심으로 이루어지는 리자 심

의 WCMS와 웹 콘텐츠 편집에 있어서 두 가지를 고려하

다. 첫 번째는 사용자의 마우스 사용 회수 즉 이동 경

로의 단축이 가능한 것이냐는 이었고, 두 번째는 사용

자가 웹 콘텐츠를 수정 편집하게 되었을 때 즉각 인 확

인이 가능하냐는 이다. 그림 1은 체 인 시스템의 

개요를 도식화 한 것이다. 웹을 리하는 리자 모드를 

확장시켜 모듈 단 로 구성하여 최 의 WCMS 기반 웹 

콘텐츠 편집시스템을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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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WCMS 기반 웹 콘텐츠 편집 시스템 구성도
Fig. 1 System Configuration of WCMS based 

Web-Contents editing

일련의 웹 콘텐츠 수정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웹 페이

지에 속하여 인증을 거치는 과정에서부터 웹 콘텐츠

를 리 할 수 있는 리자 페이지로의 이동 등 여러 단

계의 마우스 클릭을 통해 편집해야 할 콘텐츠를 찾아가

는 데에도 매우 번거로웠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림 2는 

기존 방식의 웹 콘텐츠 수정  편집 차를 나타낸 것이

다. 여러 개의 콘텐츠를 수정할 때 리자와 실제 서비스

되는 화면을 오가는 매우 불편한 차 로 콘텐츠를 수

정하 고 이 방법이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 

그림 2. 기존 방식의 웹 콘텐츠 수정  편집 차
Fig. 2 Procedures of editing Web Contents in the 

Existing Method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차와 마우스 이동 횟수를 

여가면서 웹 콘텐츠 수정  편집 시스템을 개발하여 

리 사용하게 함으로써 효율 인 웹 페이지를 리 할 수 

있도록 하 다.

우선, 사용자가 웹 페이지에서 로그인 하면 정해진 인

증에 의하여 리자로 확인됨과 동시에 수정하고자 원

하는 콘텐츠를 웹상에서 확인하게 된다. 이때 웹 콘텐츠

를 더블클릭 하여 진행하게 되면 편집기가 탑재된 웹 콘

텐츠 수정모드 상황으로 진행하게 된다. 그리고, 웹 콘텐

츠를 HTML 모드와 Text 모드 상태에서 수정과 동시에 

장하게 되면 웹 콘텐츠 수정과 편집이 완료되면서 실

시간으로 웹상에서 보여지게 되는 것이다.

물론, 기존에 웹 콘텐츠를 수정하는 방식도 WCMS 기

능 의 하나로 가지고 있어 통 인 수정 방식과 새로

운 수정방식 두 가지를 사용자는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3.3. GUI 기반의 WCMS 시스템 구성

두 번째 고찰의 연구는 사용자가 웹 콘텐츠를 수정 편

집하게 되었을 때 즉각 인 확인이 가능 하게 하기 해

서 GUI 기반의 WCMS 리자 환경을 구 하게 되었고 

이 방법을 통하여 수정된 웹 콘텐츠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구 하 다. 그림 3은 기존의 방식과 다른 더블클릭 이

벤트를 로그램에 용한 수정  편집 차이다.

그림 3. GUI 기반 수정  편집 차
Fig. 3 Procedures for GUI based modification and editing

이용자들이 보는 일반 인 웹 페이지가 리자가 로

그인을 하면 그 자체가 하나의 리자가 되는 것이다. 

즉, 콘텐츠를 수정할 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

용자가 웹 페이지를 보듯이 수정하고자 하는 웹 콘텐츠

를 찾아 더블클릭 마우스 이벤트를 실행하면 된다.

          

3.4. 편집  수정 로직 구성

GUI 기반의 콘텐츠 수정기능을 사용함에 앞서 기능

의 권한은 제한 이다. 로그인 되어 리 권한을 갖는 계

정에 한하여 실행이 가능하며, 콘텐츠의 특성상 서비스

를 제공하는 자의 고유 역이다.

리 권한을 가진 계정이 뷰 타입의 콘텐츠 역을 더

블클릭하면, 자바스크립트의 ondblclick() 이벤트가 동작

하여, 콘텐츠  수정 일로 연결시킨다. 수정 페이지에서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제17권 제4호

860

장되어 있는 콘텐츠 일을 호출하여 지 그 편집

기내 수정 역에 로드시켜 수정이 가능토록 하며, 

HTML 모드( 지 그 모드)와 텍스트 모드를 지원한다. 

수정이 완료되어 장명령을 내리면 PHP에서 제공되는 

일 련 함수를 이용하여 로드된 콘텐츠의 일을 다

시 쓰고 장한다. 

로그램의 설계에 앞서 더블클릭 이벤트를 이용한 

수정 순서도를 그림 4에 도식화하여 표 하 다. 5단계

의 수정 차를 사용자가 진행하게 되며 자연스럽게 마

지막 단계에서 원래 수정하고자 했던 페이지로 이동하

면서 작업이 완료됨을 보여 다. 실제로는 더블클릭과 

수정, 장의 3단계 작업으로 작업이 완료되는 로직을 

구성하게 된다. 그림에서 진하게 처리된 부분은 한 페이

지에서 일어난 액션을 설명하는 화면이다.

그림 4. 더블 클릭 콘텐츠 수정 순서도
Fig. 4 Flow Chart of Double Click Contents Editing

Ⅳ. 시스템 구

본 장에서는 3장에서 설계한 내용을 기반으로 구 한 

내용을 기술한다.

4.1. 시스템 구성도

시스템 구성은 그림 5와 같다. 시스템은 Linux 기반의 

웹 서버와 PHP로 개발하 으며, 특히 일반 으로 리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 다. 그리고, 시스템 운

을 해 설계한 데이터베이스는 MySQL를 사용하여 시

스템 운 을 유연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5. 시스템 구성도
Fig. 5 System Configuration

4.2. GUI 기반 응용 로그램 구

GUI 기반으로 리자를 활성화하기 하여 웹상에

서 보이는 웹 페이지를 웹상에서 구동될 수 있도록 그림 

6과 같이 구 하 다. 

그림 6. GUI 기반 웹 페이지 역 구분
Fig. 6 GUI based Web Page Domain Classification

4.3. 웹 콘텐츠 수정  편집처리 확인

웹 콘텐츠를 수정하기 한 일련의 화면들이다. 그림 

7은 사용자의 웹 콘텐츠 실행화면이고 수정될 콘텐츠 내

용이 보이고 있다.

그림 7. 웹 콘텐츠 사용자 화면
Fig. 7 Web-contents User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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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웹 콘텐츠를 수정하기 해 더블클릭이라는 

마우스 이벤트를 콘텐츠 역에 실행하 으며 이미 정

의 한데로 수정 련 편집기 모듈이 보이고 있다. 그림 8

은 웹상에서 편집기를 실행시킨 실행 화면이다.

그림 8. 웹 콘텐츠 편집기 실행 화면
Fig. 8 Running Screen of Web-contents Editor 

그림 9는 편집기 실행화면에서 HTML 정보를 처리하

여 편집기가 편집기능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화면이다.

그림 9. 웹 콘텐츠 편집기 html실행 화면
Fig. 9 html Running Screen of Web-Contents Editor

여기에서 콘텐츠를 수정하여 장버튼을 르게 되

면 최종 으로 장과 동시에 출력되는 화면으로 수정

하는 사용자가 미리보기 등의 기능을 사용하지 않아도 

잘 수정되었는지를 직 으로 알 수 있다. 

4.4. 웹 리 시스템  콘텐츠 리

웹 기반 리 시스템 화면인 리자 로그인을 통하

여 각종 정보  데이터 입력과 수정이 웹에 기반하여 

리가 가능하여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이 가능하면 시

스템 근이 가능하여 근성이 기존 응용 로그램으

로 리하는 것보다 수월하다고 단된다. 한, 그림 

10과 같이 리자 모드로 근 때 웹 콘텐츠를 일일이 

찾아서 수정하는 것보다 새로운 기법으로 훨씬 더 수정

이 용이하다.

그림 10. 웹 콘텐츠 리 툴 화면
Fig. 10 Web-Contents Management Tool Screen

Ⅴ. 고찰  결론

기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웹 콘텐츠 수정  편집 

처리 시스템은 부분 사용자 화면에서 로그인하고 

리자로 이동하여 리자 메뉴에 있는 웹 콘텐츠를 찾아

서 수정하는 시스템이 부분이었다. 처리 방식에 있어

서도 기존은 수정 후 수정된 화면을 미리 보기 기능 등으

로 확인을 하거나 사용자 화면으로 이동하여 확인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웹 콘텐츠를 수정 변환하 기 때문에 

효율 이지 못하 으며, 운   성능 인 측면에서 지

속 으로 마우스 사용량이 증가되는 비효율 인 웹 콘

텐츠 수정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 다. 한, 수정에 사

용되는 시간도 그만큼 길어지는 단 이 있어 에 지 효

율을 고려하지 않아 력 친환경의 요즘 개발 경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웹 콘텐츠를 수정하고 편집하는 로직

을 새로이 구성하고 사용자가 좀더 효율 으로 웹 콘텐

츠를 수정 편집 등 변환이 가능하도록 하 다. 한, 

WCMS에서 GUI 사용자 환경을 도입하여 장과 동시

에 웹 콘텐츠가 잘 처리 되었는지를 즉시 확인 할 수 있

도록 설계  구  하 다. 리 시스템을 웹 기반에서 

직 으로 리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리자를 이

용하여 게시  등 다양한 웹용 어 리 이션을 사용하

도록 설계  구 하 다. 

따라서, 최근 들어 WCMS나 CMS 기반의 웹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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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리하고자 하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시 에서 

GUI 기반을 사용하는 웹 콘텐츠 수정  편집 처리 시스

템은 리 활용될 것으로 단된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사용자가 클릭 수를 이는 다양

한 방법과 사용자 편의성을 웹에서도 구 하여 확장성 

있는 시스템에 한 연구와 UX 환경에 한 연구가 진

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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